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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 론

현재, 국내의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저

감을 위해 완충재를 포함한 온돌층(경량기포 콘크리

트+마감 몰탈)으로 시공되고 있다. 최근 완충재의 

밀도와 동탄성계수가 낮은(10MN/㎥)(1) 제품들이 생

산되어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의 향상 및 완충재 단가 

절감으로 인한 시장성 확보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

이나 연질의 완충재 사용으로 인하여 상부 온돌층이 

가지고 있는 하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완

충재의 목적성 상실을 야기시킨다. 따라서 바닥판의 

지속적인 활(活)하중은 바닥의 처짐과 크랙등을 발

생시켜 바닥 차음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

있다.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

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미미

한 실정이다.
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뜬바닥구조의 장기

처짐량 방법을 검토하고 향 후 방향성 있는 시험 방

법 및 평가 선정기준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

한다.

2. 기존 연구고찰

2.1 장기처짐 시험방법 고찰 

기존(2) 국내의 바닥구조에 대한 장기처짐 시험방

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, 온돌층 (경량기포 콘크

리트+마감몰탈) 하중과 거실 설계하중(200kgf/㎡)을 

더한 300kgf/㎡의 하중을 가정하여 시험 조건을 설

정한 후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측정에 사용된 완충

† 교신저자 ; 한국건설기술연구원
E-mail : joyeon@kict.re.kr
Tel : (031)910-0726, Fax : (031)910-0361

*  한국건설기술연구원
** (주) 우건설 기술연구소

재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위해 사용량이 많은 각

각 20mm 두께의 EPP, EPS(요철), PE, EVA(요철) 
총 4종으로 선정하였다. 완충재 상부에 경량기포 콘

크리트 40mm와 마감 몰타 40mm를 타설하고 1개

월간의 양생 기간을 거친 후 시료의 상부에 200kgf/
㎡의 모래주머니를 등분포 재하한 상태에서 다이얼 

게이지를 이용하여 상부 처짐을 확인하도록 하였다. 
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몰탈의 중량이 약 100kgf/㎡을 

감안하면 완충재에는 약 300kgf/㎡의 등분포하중이 

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변형량을 검토 하였

다.

(1) 장기처짐 변화량 검토

Fig.1 은 완충재 4종에서 종류별로 2개 시료에 대

한 온돌구성층 장기처짐량을 비교한 것으로 EPP와 

EPS(요철)는 장기처짐량이 0.5mm이내이고 시간에 

따른 변화가 미미함을 볼 수 있다. 반면 PE, EVE는 

하중재하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시료 두께의 

약 5-6％정도 장기처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짐량이 

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기간 동안 처짐량의 

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
 

Fig.1 장기처짐 측정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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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 장기처짐 시험(완충재+하중판)

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장기처짐 시험은 수일(數
日)의 소요시간과 측정방법의 부재로 인해 완충재의 

장기처짐에 대한 적절한 측정방법은 아직 수립되지 

않은 상태이다. 그러나 기존 기초자료를 토대로 본 

연구원에서는 일반적인 습식공법에 따른 온돌층의 

하중을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.

(1) 측정조건 및 개요

완충재의 장기처짐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시 

부가되는 측정장비를 고려하여 시료크기는 200mm×
200mm로 정한 후 Fig.2 와 같이 완충재 상부에 8k
g의 하중판을 설치하여 온돌층의 무게(약100kg/㎡)
가 되도록 하였다. 6종류의 시료에 하중판과 다이얼

게이지(ID-C1050XB)를 중앙에 설치하여 장기적인 

처짐 정도를 계측하기 시작하였다. 변형량이 클 것

으로 예상되는 초기 2주간은 하루에 2회씩 그 후에

는 일일 1회씩 변형량을 기록하였다.

Table 1 시료개요

시료명 PE EVA-1 EVA-2 EPP EPS-1 EPS-2

하부형상 평판 요철 요철 요철 요철 평판

초기두께 21mm 20mm 30mm 21mm 25mm 20mm

 Fig.2 장기처짐량 시험 장면

(2) 측정결과
  6종류 시료에 대한 장기처짐 측정결과는 Fig.3  
과 같으며 초기 값에서 큰 변화량을 보인 25일까지

의 변형량이다. EVA 완충재의 경우 시험 일주일 

안에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0.2m
m 정도의 미미하게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

Fig.3 장기처짐 변화량 측정결과 

있었다. 그리고 완충재 시료중 EVA-1이 초기 두께 

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, 시간 증가에 따라 서

서히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그러나 EPP나 E
PS 완충재는 시간 증가에 따라 변화가 거의 나타나

지 않았다. 
측정 결과에서 EPS 요철형태인 경우 변형량이 없

다가 10일 이후 1mm의 감소량을 보였는데 이러한 

결과는 시험체가 설치되어 있는 하부판 또는 이외 

부분에 물리적 요인에 의해 시험체가 영향을 받아 

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며,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

게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
3. 결  론

하중에 따른 시료의 변화량은 재질에 따라 다소 

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본 연구에 앞

서 완충재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

시험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, 이에 맞게 장기처

짐 시험방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성을 바탕으로 

시험조건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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